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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미디어캔버스>는 시민이 향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미디어아트와 영상, 콘텐츠 등 전자적 

빛으로 이루어진 예술작품을 지속적으로 전시하는 미디어플랫폼으로, 의미 있는 예술행위를 

통해 공공미술의 영역을 확장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공유 가능한 미디어스크린입니다. 

2019년 제3회 전시인 ‘백남준의 도시: 뉴욕에서 서울까지’(展)은 백남준아트센터와 공동주최로 

백남준이 대도시에 관한 단상을 연작으로 제작한 작품 <모음곡 212>중 대표작을 선보입니다. 

1970년대 뉴욕의 건물, 사람, 문화, 풍경 등을 현장에서 담아낸 비디오 영상들은 백남준만의 

특색있는 콜라주 기법으로 선보입니다. 색과 이미지, 클래식과 전자음악 등의 다양하게 편집된 

콜라주 효과들을 통해 관람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대외협력 VCRWORKS ‘보이지 않는’ 전(展)은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VCRWORKS와 

협력하여 친근한 애니메이션 MV 소재로 관객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과 예술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된 전시입니다. 공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7점의 우수 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7점의 작품 중에는 월간 윤종신 3월호 <마지막 순간> MV, 차이쉬쿤 

<예외는 없구나> MV 등 섬세하고 단단한 스토리텔링으로 구성된 작품들을 통해 '반려견, 

개인의 성장, 이별, 동경' 우리들의 일상 가까이에서 전해주는 따뜻한 이야기들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이처 프로젝트’전(展)은 ‘자연’ 또는 ’사계절’을 주제로 한 공모 프로젝트로 자연에 대한 

작가들의 예술적 세계관을 살펴보는 공공미술 전시입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총 6인이 

선정되었으며, 분기별 2인의 작가작품을 선보입니다. 제 3회 전시에 참여한 김안나, 이재욱 

작가의 작품들은 애니메이션과 회화적 소재로 자연의 의미에 접근하는 독특한 시선을 제시하여 

새로운 미적경험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시민영상'전(展)은 일반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 공모를 통해 개최되는 전시로 1분 

이내의 자유주제로 일상적인 삶을 찍은 동영상, UCC, 애니메이션, 생활 영상수기 등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영상작품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상시 공모로 접수 받은 이번 전시에는 최종 2명의 

시민작가가 선정되었습니다.

[서울로미디어캔버스]

2019 3rd 기획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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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 백남준의 도시: 뉴욕에서 서울까지
PAIK NAM JUNE’S CITY: FROM NEW YORK TO SEOUL

백남준 PAIK NAM 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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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소개 

서울시와 백남준아트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서울로미디어캔버스 2019년 

제3회 전시 대외협력전 <<백남준의 도시: 뉴욕에서 서울까지>>는 백남준의 대표 

싱글채널 비디오 작품인 <모음곡 212>(1975/1977)를 선보인다. 백남준이 바라본 

1970년대 뉴욕의 건물, 사람, 문화, 풍경 등을 전자 꼴라주 방식으로 편집한 

<모음곡 212>를 40여 년의 시차를 두고 서울의 도심에서 상영하며, 1970년대의 

뉴욕과 2019년 현재의 서울을 병치한다. 

<모음곡 212>는 WNET/Channel 13의 실험적 비디오 워크숍 프로젝트 ‘TV 

실험실’을 통해 제작한 백남준의 대표작이다. 뉴욕의 지역번호 212를 표제로 

차용하여 제작한 이 작품은 뉴욕에 관한 단상을 백남준 특유의 유쾌한 시각으로 

보여주는 비디오 연작이다. 각 주제에 맞는 소제목을 가진 30여 편의 비디오는 

1970년대의 거대도시 뉴욕을 대변한다. 백남준은 비디오 신디사이저를 사용해 

영상의 색과 형태를 변형하고, 이미지의 중첩과 반복 효과를 넣어 편집하였다. 

클래식, 재즈, 전자음악, 혹은 현장의 사운드 등을 배경 사운드로 편집하였다. 

서울로미디어캔버스를 통해 접하는 과거의 거대도시의 영상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거대도시에서 인지할 수 있는 도시 단상들과의 간극을 생성하며 새로운 

공간적 체험을 제공하기를 기대한다. 

PAIK NAM JUNE’s City: from New York to Seoul, co-organized by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PAIK NAM JUNE Art Center, 
presents Suite 212(1975/1977). Suite 212 where Nam June Paik captured 
New York’s buildings, people, culture, scenery, and history in 
electronic collage method in the 1970’s shall be screened in the center 
of Seoul at 40-year intervals and juxtapose two metropolitan cities.  
Suite 212 is Paik’s single-channel video work produced at TV LAB, 
which was an experimental video workshop hosted by WNET/
Channel 13, New York. It is a series of video works titled after the area 
code of New York City, 212. In this work, Paik shows snapshots of New 
York in his unique pleasant view. Short video works which titled 
after their topics as a subtitle, symbolizes New York in the 1970’s. 
Each video work is manipulated the forms and colors using video 
synthesizer. Images in the video is repeated and overlapped. Classical 
musics, jazz, or daily noises are inserted as background sound. 
We hope that this exhibition provides viewers with spatial as well 
as temporal experience by recognizing di�erences of fragmented 
views on two metropolitan cities, in the video on SEOULLO MEDIA 
CANVAS and the real-time daily environment, respectively.

구성

Package
연번

nr
작품명

Title
연도

Year
상영시간

Duration

A

1
모음곡 212: 린제이
Suite 212: Lindsay 1975 4:21

2
모음곡 212: 중국 국수

Suite 212: Chinese Noodle 1975 4:02

3
모음곡 212: 스케이트

Suite 212: Skates 1974 4:12

4
모음곡 212: 티벳 박물관

Suite 212: Tibetan Museum 1974 4:47

5
모음곡 212: 워드 아일랜드
Suite 212: Wards Island 1975 4:19

6
모음곡 212: 그랜드 센트럴
Suite 212: Grand Central 1975 3:13

B

1
모음곡 212: 패션 애비뉴

Suite 212: Fashion Avenue 1975 3:02

2
모음곡 212: 항구 박물관

Suite 212: Seaport Museum 1975 3:03

3
모음곡 212: 미국 인디언

Suite 212: American Indian 1974 5:34

4
모음곡 212: 워싱턴 스퀘어

Suite 212: Washington Square 1975 5:09

5
모음곡 212: 시티 아일랜드

Suite 212: City Island 1975 4:42

6
모음곡 212: 앤소니아 호텔
Suite 212: Ansonia House 1975 2:47

7
모음곡 212: 리치몬드 타운
Suite 212: Richmond Town 1975 5:32

A 모둠의 작품은 매일 오후 6시 5분, 8시 5분, 10시 5분부터 30분 동안 상영 예정입니다.
B 모둠의 작품은 매일 오후 7시 5분, 9시 5분부터 30분 동안 상영 예정입니다.
* 모든 비디오는 백남준아트센터 비디오 아카이브 소장입니다.

Works include in Package A shall be screened daily at 18:05, 20:05, 
22:05 for 30 minutes during the exhibition period.
Works include in Package B shall be screened daily at 19:05, 21:05 
for 30 minutes during the exhibition period.
* All videos are courtesy of PAIK NAM JUNE Art Center Video Archives.

백남준의 도시:
뉴욕에서 
서울까지

상영목록 
Screening 
Works

PAIK NAM 
JUNE’s City: 
from New York 
to Seoul

백남준의 도시: 뉴욕에서 서울까지 Nam June Paik's City: From New York to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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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 백남준의 도시: 뉴욕에서 서울까지 

1. 모음곡 212: 린제이 Suite 212: Lindsay (1975)
Color, Sound, 4:21

2. 모음곡 212: 중국국수 Suite 212: Chinese Noodle (1975)
Color, Sound, 4:02

뉴욕과 연결된 인물들에 대한 작품 
<린제이>는 1966년부터 1973년까지 뉴욕 
시장을 지낸 존 린제이(1921-2000)의 
1965년 연설 중 일부를 발췌 편집하여 
보여준다. 존 린제이는 부르클린과 남부 
맨해튼의 예술을 육성한 시장으로 평가된다. 
뉴욕 시장에 당선된 소감을 이야기하는 
린제이 영상의 사운드와 이미지를 변형하고, 
반복함으로써 뉴욕 시장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표현한다.

뉴욕의 문화적 특성을 보여주는 <중국 
국수>는 뉴욕의 차이나타운과 리틀 
이탈리아를 모티브로 제작하였다. 남부 
맨해튼의 다문화성을 보여주는 이 작품은 
수타면을 뽑는 주방장의 이미지를 유쾌하게 
전달하고, 이어 신디사이저를 사용해 편집한 
리틀 이탈리아의 식문화 이미지를 보여준다. 

Linsay, featuring John Lindsay(1921-2000) 
a former New York City mayor, edits 
Lindsay’s address in 1965. John Lindsay had 
served as New York city major for 8 years, 
from 1966 to 1973. Lindsay left a legacy 
in the development of the Arts in Brooklyn 
and Lower Manhattan. Paik visualizes the 
symbolic meaning as a New York city major 
by synthesizing the images of Lindsay and 
mixing electronic sound and Lindsay’s voice.

Chinese Noodle features New York’s multi-
cultural aspects. It starts with footage of 
a Chinese chef who makes hand-made 
noodles with cheerful electronic music mix 
and presents confectionary images from 
Little Italy with synthesizing effects in the end. 
Editing culinary images from China Town 
and Little Italy, both are located in southern 
area of Manhattan, Paik shows exotic food 
culture in Manhattan. 

Nam June Paik's City: From New York to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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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

3. 모음곡 212: 스케이트 Suite 212: Skates (1974)
Color, Sound, 4:12

뉴욕에 겨울이 찾아오면 센트럴 파크 
스케이트장이 문을 연다. 도심 속의 
스케이트장 이미지와 마천루, 실내 
스케이트장의 스케이터들의 이미지들이 
중첩되고 반복되면서, 한 겨울의 뉴욕 풍경을 
만날 수 있다.

Ice link in the Central Park in Manhattan 
opens in every winter. Images of skating, 
high-rise buildings, and ice links in the park 
are overlapped and repeated. The unique 
scenery of New York in the winter can be 
captured in Skates.

4. 모음곡 212: 티벳 박물관  Suite 212: Tibetan Museum (1974) 
Color, Sound, 4:47

맨해튼 남부에 위치한 스태튼 아일랜드의 
티벳 박물관을 모티브로 제작한 이 작품은 
독경 소리를 배경으로 동양성을 시각적으로 
상징하는 이미지들을 보여준다. 한 무리의 
초와 부처, 그리고 변형된 주사선 이미지들이 
반복되고 중첩된다. 경쾌한 배경음악과 함께 
편집된 이미지들은 동양 유물과 문화에 대한 
오마주를 표현한다.

Featuring the Tibetan Museum in Staten 
Island, Tibetan Museum presents symbolic 
images of the Orientalism with the sound 
of chanting. Images of a group of candles, 
Buddha, and manipulated scanning 
lines are overlapped and repeated. 
With the pleasant background music, the 
edited images express an homage to the 
Orientalism.

백남준의 도시: 뉴욕에서 서울까지 Nam June Paik's City: From New York to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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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

5. 모음곡 212: 워드 아일랜드 Suite 212: Wards Island (1975)
Color, Sound, 4:19

맨해튼 동쪽 이스트 리버에 위치한 워드 
아일랜드는 보행자 전용 다리를 통해 이스트 
할렘과 연결되고, 브롱스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브롱스와 할렘은 맨해튼 남부와는 또 
다른 다문화를 배경으로 뉴욕만의 고유성 
형성에 기여하는 지역이다. 워드 아일랜드의 
공원과 강변 풍경, 그리고 국제 무용단의 
댄스가 중첩되며 거대도시와 인접한 자연과 
함께 뉴욕의 풍부한 문화적 자원을 보여준다. 

Wards Island, located in the East River, 
connects to the East Harlem through 
pedestrian bridge and is located in the south 
of Bronx. Bronx and Harlem is another multi-
cultural element of Manhattan, contributes 
New York’s unique cultural characteristic. 
Juxtaposing views of Wards Island and 
dances of international performance group, 
Wards Island shows New York’s rich cultural 
and natural resources.

6. 모음곡 212: 그랜드 센트럴   Suite 212: Grand Central (1975) 
Color, Sound, 3:13

뉴욕시와 주변을 연결하는 기차역인 그랜드 
센트럴을 모티브로 삼은 작품이다. 기차를 
이용하기 위해 바쁘게 이동하는 많은 
승객 이미지와 시계 이미지를 중첩하여 
보여줌으로써, 고단하고 바쁜 거대도시민들의 
삶을 상징화한다. 

Grand Central features a Grand Central 
station connecting Manhattan and other 
towns in New York State. Grand Central, 
overlapping images of people in rush-hour 
and solarized clock images, symbolizes busy 
and exhausted city life.

백남준의 도시: 뉴욕에서 서울까지 Nam June Paik's City: From New York to Seoul



7. 모음곡 212: 패션 애비뉴    Suite 212: Fashion Avenue (1975) 
Color, Sound, 3:02

패션의 도시라고 불리는 뉴욕에서도 특히 
7번가는 패션 거리로 유명하다. 패션 애비뉴를 
모티브로 삼은 이 작품은 패션 광고사진들을 
재편집하여 보여준다. 화려한 패션 광고의 
상업성은 8번가에 위치한 클럽들을 언급하는 
마지막 내레이션과 연결되며, 뉴욕이 가진 
상업적 화려함에 주목한다. 

The 7th Avenue in New York city is famous 
for fashion and called as Fashion Avenue, 
Fashion Avenue edits photographs of 
fashion commercials with pop music. The 
commercial characteristic of this area 
ends with narration on clubs located in 
the 8th Avenue. Fashion Avenue sees the 
commercialism of New York.

대외협력

1312

백남준의 도시: 뉴욕에서 서울까지 Nam June Paik's City: From New York to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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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

8. 모음곡 212: 항구 박물관  Suite 212: Seaport Museum (1975)
Color, Sound, 3:03

뉴욕의 사우스 스트리트와 인접한 항구를 
모티브로 삼은 작품이다. 자메이카 전통 
무용단의 공연과 항구 풍경이 신디사이저를 
이용해 편집되고, 교차된다. 맨해튼은 하나의 
큰 섬이지만 뉴욕 시내에서 바라본 맨해튼은 
섬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한다. 바다와 
닿아있는 풍경을 통해 섬으로의 거대도시를 
상징화한다.

Seaport Museum features a seaport near 
the South Street in New York city. Traditional 
dance performances and seaport scenery 
are synthesized. In spite of the fact that 
Manhattan is an island, people in the New 
York city sometimes forget this fact. Scenery 
adjoining the Atlantic reminds audience of 
the fact that Manhattan is an island.

9. 모음곡 212: 미국 인디언 Suite 212: American Indian (1974) 
Color, Sound, 5:34

북을 치며 미국 인디언의 전통 노래를 
부르는 네이티브 인디언 여성의 퍼포먼스로 
시작하는 <미국 인디언>은 다양한 탈의 
이미지와 신디사이징된 퍼포먼스 이미지를 
교차하여 보여준다. 후반부는 클래식과 나바호 
부족의 사랑 노래가 중첩되면서, 뉴욕의 
자연이 교차된다. 마지막의 나바호 부족의 
사랑 노래가 희미하게 작아지면서 작품은 
마무리된다. 

Starting with performance of a Native 
Indian woman, who sings American 
Indian folk music playing the wood drum, 
American Indian overlaps images of 
various of traditional masks and synthesized 
performance images. With mixed classical 
music and Navajo love song, natural scenery 
of New York is presented. It ends as Navajo 
love song trails away. 

백남준의 도시: 뉴욕에서 서울까지 Nam June Paik's City: From New York to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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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모음곡 212: 워싱턴 스퀘어   Suite 212: Washington Square (1975)
Color, Sound, 5:09

뉴욕 시내에 위치한 워싱턴 광장에서 이루어진 
인터뷰를 편집한 작품이다. 더글라스 
데이비스가 진행한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자유로이 원하는 이야기를 나눈다. 영화 
대사의 인용부터, 종교의 선교, 결혼에 대한 
이야기까지 누구에게나 들을 수 있는 평범한 
이야기들을 빠른 속도로 편집하여 보여준다. 
이 작품을 통해 1970년대 뉴욕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Washington Square comprises interviews 
with people in the Washington Square Park 
in New York city. Douglas Davis interviewed 
with people under various topics. Interviews 
cover quotation of a movie line, missionary, 
marriage and among other topics. This work 
synthesizes and edits footage of interviews in 
a speedy way. We can meet New Yorkers in 
the 1970’s in this work.

11. 모음곡 212: 시티 아일랜드  Suite 212: City Island (1975) 
Color, Sound, 4:42

브롱스에 가까이 위치한 시티 아일랜드의 
풍경을 피아노 음악과 함께 편집한 작품이다. 
섬 끝의 해안 풍경이 신디사이징된 이미지들과 
교차하며 서정적인 뉴욕의 시골을 보여준다. 
100년에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시골 
어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수단은 버스밖에 
없다. 활성화 되지 않은 대중교통 접근성은 
시골의 서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City Island edits scenery of City Island, 
near Bronx, with piano sound. A lyrical 
countryside is displayed in synthesized 
images of seaside. The only public 
transportation getting to this 100-year old 
fishing village is bus. The limited public 
transportation might keep the lyrical scenery 
from the cityscape.

백남준의 도시: 뉴욕에서 서울까지 Nam June Paik's City: From New York to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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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모음곡 212: 앤소니아 호텔 Suite 212: Ansonia House (1975)
Color, Sound, 2:47

뉴욕 시내의 어퍼 웨스트에 위치한 앤소니아 
호텔은 긴 역사를 자랑하는 뉴욕의 역사적 
건축물이며 많은 음악가들의 거처이기도 
했다. 알란 슐만의 첼로 연주와 중첩되는 
신디사이징 이미지들은 뉴욕의 클래식 음악의 
중심지라고도 할 수 있는 링컨 센터 부근의 
지역성에 대한 오마주이다.

The Ansonia is a building located in upper 
west side of Manhattan. It is a historic 
building and used to be a home for 
famous musicians. Alan Schulman’s cello 
performance is presented with synthesized 
images. Ansonia House is an homage to 
locality of the area near the Lincoln Center, 
the center of a classical music in  
New York city. 

13. 모음곡 212: 리치몬드 타운   Suite 212: Richmond Town (1975)
Color, Sound, 5:32

스태튼 아일랜드의 리치몬드 타운은 
18세기부터 다양한 이민자들이 살고 있던 
역사적인 지역이다. 전통적인 풍습과 
생활양식을 보존하기 위해 1958년 
역사보존지구로 설정된 리치몬드 타운을 경쾌한 
재즈음악을 배경으로 보여준다. 재즈에서 
클래식으로 사운드가 전환되며 하루를 마감하는 
석양과 가스등의 이미지가 신디사이징 효과로 
편집된다. 음악의 속도에 맞춘 빠른 교차편집은 
전통적인 풍습과 자연이 어우러진 하루를 
경쾌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The Historic Richmond Town is the local town 
in Staten Island, where various immigrants 
have lived since the 18th century. It was 
designated as a historic town in 1958, to 
preserve traditional life style and custom. 
Richmond Town shows scenery of the Historic 
Richmond Town with rhythmical jazz music. 
The jazz is edited in fast-forward and finally 
changed to classical music, and images 
are changed to sunset and gas light in the 
evening simultaneously. The edited images of 
Richmond Town with mixed music presents a 
day in the historic town. 

백남준의 도시: 뉴욕에서 서울까지 Nam June Paik's City: From New York to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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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노트 ARTIST’S NOTE                  

1932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과 홍콩에서 중학교를, 일본 

가마쿠라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고 도쿄대학교에 진학해 미학을 

전공한 후, 아놀드 쇤베르크의 음악으로 졸업 논문을 썼다. 1956년 

독일로 건너가 유럽 철학과 현대 음악을 공부하는 동안 동시대 전위 

예술가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기존의 예술 규범, 관습과는 다른 

급진적 퍼포먼스로 예술 활동을 펼쳤다. 이때부터 새로운 미디어를 

이용한 예술의 방식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1963년 텔레비전의 내부 

회로를 변조하여 예술 작품으로 표현한 개인전 <<음악의전시-전자 

텔레비전>> 을 통해 미디어 아티스트의 길에 들어섰다.

백남준은 1964년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본격적으로 비디오를 

사용한 작품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비디오 영상뿐만 아니라 

조각, 설치 작품과 비디오 영상을 결합하고, 자유자재로 편집할 

수 있는 비디오 신디사이저를 개발하였으며, 여기에 음악과 

신체에 관한 끊임없는 탐구까지 더해져 백남준만의 독보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하였다. 1980년대부터는 <굿모닝 미스터 오웰>을 

필두로 위성 기술을 이용한 텔레비전 생방송을 통해 전위 예술과 

대중문화의 벽을 허무는 글로벌 프로젝트를 기획하였으며, 1993년 

베니스비엔날레에 독일관 대표로 참가하여 유목민인 예술가라는 

주제의 작업으로 황금사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후 레이저 

기술에까지 영역을 확장해 나가던 가운데 1990년대 중반 뇌졸중이 

발병했다. 하지만 2006년 마이애미에서 타개할 때까지 백남준은 

예술적 실천을 멈추지 않았다.

백남준은 미디어 아트의 개척자로서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실험적이고 창의적으로 작업했던 예술가이다. 예술가의 역할이 

미래에 대한 사유에 있다고 보았으며 예술을 통해 전 지구적 

소통과 만남을 추구했던 백남준은 “과학자이며 철학자인 동시에 

엔지니어인 새로운 예술가 종족의 선구자”, “아주 특별한 진정한 

천재이자 선견지명 있는 미래학자”로 평가 받으며 여전히 가장 

“현대적인 예술가”로서 우리 곁에 숨 쉬고 있다.

Born in Seoul in 1932, Paik spent his middleschool 
days in Seoul and Hong Kong, and his high-school 
days in Kamakura, Japan. He studied aesthetics in the 
University of Tokyo, with a graduation thesis on Arnold 
Schoenberg. Moving to Germany in 1956 and studying 
European philosophy and modern music, he came to 
work actively with contemporary avant-garde artists and 
began to carve out his artist-identity by doing radical 
performances which were completely di�erent from 
artistic canons and conventions back then. Afterwards 
he pursued a novel path of art making by means of new 
media. His media art gained momentum by his first solo 
show Exposition of Music-Electronic Television in which 
he presented televisions with inner circuits modified 
and manipulated, as a work of art.
In 1964, Paik migrated to the US where he developed his 
video art in full swing. Not only producing video images, 
he combined them with sculptures and installations, 
and even created a video synthesizer, a machine to 
process images.
His incessant exploration about music and the body 
was also a key factor in constructing a distinct territory 
of his art. From the 1980s, Paik realized a series of global 
projects, such as Good Morning Mr. Orwell, to tear down 
barriers between avantgarde art and popular culture by 
satellite TV technology. He won the Golden Lion of the 
1993 Venice Biennale for his work on the theme of artist 
as nomad in the German Pavilion. Later on he expanded 
his technological realm into other media like laser, and 
while su�ering a stroke since the mid-1990s, he never 
ceased to take his artistic step forward until he passed 
away in Miami in 2006.
Paik is a pioneering media artist working with various 
technologies in creative and experimental ways. He saw 
the artist’s role as consisting in thinking about the future 
and sought for better ways of global communication 
through art. Regarded as “one of the forerunners of a 
new breed of artists who are scientists, philosophers and 
engineers at the same time” and as “a very special and 
genuine genius and futurologist with foresight” Paik still 
lives on with us right here as “the most contemporary 
artist” today.

백남준 PAIK NAM JUNE

출처

백남준아트센터 홈페이지 
(http://njp.ggcf.kr/)

Source

PAIK NAM JUNE Art Center 
(http://njpac-en.ggcf.kr/)

백남준 PAIK
NAM
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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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INVISIBLE LAYER

VCRWORKS

대외협력

대외협력 VCRWORKS ‘보이지 않는’ 전(展)은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VCRWORKS와 협력하여 친근한 애니메이션 MV 소재로 관객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과 예술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된 전시입니다. 공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7점의 우수 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7점의 작품 중에는 

월간 윤종신 3월호 <마지막 순간> MV, 차이쉬쿤 <예외는 없구나> MV 등 섬세하고 

단단한 스토리텔링으로 구성된 작품들을 통해 '반려견, 개인의 성장, 이별, 동경' 

우리들의 일상 가까이에서 전해주는 따뜻한 이야기들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VCRWORKS(브이씨알웍스)는 그림책과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스튜디오입니다. 2014년에 결성한 

이후 커머셜 작업을 비롯한 문화-예술 분야에서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RM-Forever Rain' , 신치림-지금, 윤종신-지금, 마지막순간, 탈진 등 다수 뮤직비디오 애니메이션 

제작. 이지혜-사랑을 찾아서, 구자선- 여우책, 전은진- 화라과라 과자점 등 다수 그림책 제작. JTBC, 

EBS, SBS, Hazzys 등 커머셜 제작.

VCRWORKS 홈페이지 (http://vcrwork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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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지혜

 LEE Jihye 
썸머 나잇 뮤직 페스티벌
Summer Night Music Festival 
2D Digital Animation, Sound, 00:27, 2018 

애니살롱#12 ‘Summer Night Music Festival’ 
에 상영된 오프닝 영상.
비 내리는 여름밤, 시원한 밤공기를 마시러 
모여든 친구들은 행진을 시작한다.

2. 이종훈

 LEE Jonghoon
별이 빛나는 밤에
The Starry Night 
2D Digital Animation, Sound, 09:30, 2017 

노인은 강아지 블랙과 함께 여행을 떠난다. 
섬에 도착한 노인은 오래된 연인을 만나게 
된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리움을 
이야기한다.

VCR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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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보성

 GIM Boseong 
워너비

Wannabe
2D Digital Animation, Sound, 01:00, 2019

D'uncanny의 EP 수록곡 '칸 사이'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애니메이션.
누군가를 동경하게 되어 조금씩 흉내 내보며 
그의 길을 따라 걷다가, 결국 그가 갔던 길을 
지나 새로운 곳에 도달하고자 하는 예술가의 
마음을 담았다.
타이포그래피와 일러스트를 활용해 
변칙적이고 자유로운 느낌을 음악에 맞춰 
표현해보고자 했다.

4. 김보성

 GIM Boseong 
디스커버스

Dis COVERS
2D Digital Animation, Sound, 03:47, 2014

좋은 친구이자 좋은 선생님이었던, 존경하는 
뮤지션들과 그들의 놀라운 업적에 대한 헌정.

VCR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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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지혜

 LEE Jihye 
버리는 섬
Small Island
2D Digital Animation, Sound, 10:30, 2014

섬에 버려진 개는 주인과 다시 함께할 날만을 
기다리지만, 주인은 뭔가를 버리기 위해서만 
섬에 왔다가 다시 돌아갈 뿐이다. 우리가 
살면서 버린 수많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 

VCR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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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김보성

 GIM Boseong 
마지막 순간
Last Momente
2D Digital Animation, Sound, 05:22, 2017

우리 주변의 어머니, 누나, 연인, 친구들의 
이야기를 녹여냈다. 
남녀 주인공은 함께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대학을 졸업해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난 이후의 
삶은 두 사람의 인생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인도한다.
지금 이 시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크고 작은 
슬픈 일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제작했다.

7. 이종훈

 LEE Jonghoon 
예외는 없구나
No Exception
2D Digital Animation, Sound, 05:10, 2019

이별 뒤에 찾아오는 것들은 언제나 예외 없이 
흔적을 남긴다.
흔적을 따라가는 화자의 여행은 어쩐지 
공허하다.

VCR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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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 프로젝트 김안나 이재욱

‘네이처 프로젝트’전(展)은 ‘자연’ 또는 

’사계절’을 주제로 한 공모 프로젝트로 

자연에 대한 작가들의 예술적 세계관을 

살펴보는 공공미술 전시입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총 6인이 선정되었으며, 

분기별 2인의 작가작품을 선보입니다. 

제 3회 전시에 참여한 김안나, 이재욱 

작가의 작품들은 애니메이션과 회화적 

소재로 자연의 의미에 접근하는 독특한 

시선을 제시하여 새로운 미적경험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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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 프로젝트 김안나 이재욱

 김안나

 KIM Anna
무지개 빛 띠 
Rainbow Spectra 2.5
Single channel video, Sound, 05:00, 2019

동화 같은 판타지 세계에서 각종 생물체가 
조화롭게 공생하는 풍경을 담은 이 작품은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다. 동양화 
산수화를 모티브로 한 디지털 작업인 만큼 
고요하고 명상적인 이미지를 연출한다. 
미세먼지 등 여러 환경 오염 문제로 지쳐가는 
오늘의 사람들에게 파노라마 형태로 
보여지는 작품의 유토피아적 풍경은 잠시라도 
관객들에게 심리적 안식처를 제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되었다.

‘Neosurreal’ 7T Gallery, 
‘Heliophilia’ 향촌문화관, ‘Oh 
Brother’ 대구문화예술회관 등 
다수 개인전 개최. ‘InsideOut’ 
수창청춘맨숀, ‘사람풍경’ 
대구문화예술회관, ‘주목과 
시선’ 대구 신세계갤러리, 등 
다수 그룹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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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 프로젝트 김안나 이재욱

 이재욱

 LEE Jaewook

<리듬, 색, 새소리 연구>(2016)는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작곡가 중 한 명인 올리비에 메시앙(Olivier Messiaen, 
1908~1992)과 스페인 출생의 초현실주의 화가 레메디오스 
바로(Remedios Varo, 1908~1963)의 예술적 교차점에 
착안해 재해석한 영상 작품이다. 1908년 12월,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다는 그들은 예술적 영감을 과학 등 비예술 분야를 통해 
얻고자 했다는 공통점을 들 수 있다.
메시앙에게 영감을 줬던 미국 유타 주의 협곡과 바로의 회화적 
소재를 교차시켜 시각, 청각, 형태가 결합된 공감각을 영상으로 
보여준다.

‘거울신경 세포’ SNAP, ‘리듬, 색, 새소리 
연구’ 스페이스 오뉴월, ‘오브제 이론’ 오뉴월 
이주헌, ‘이재욱 개인전’ 신도 문화공간 등 다수 
개인전 개최. ‘DMZ’ 서울 문화역284, ‘부산 
국제 비디오아트 페스티벌’ 공간 힘/부산 시립 
미술관, ‘Offline Brower’ 대만 국제 비디오아트 
페스티벌, 홍가 미술관 등 다수 그룹전 참여

리듬, 색, 새소리 연구 
Treatise on Rhythm, Color, and Birdsong
Single channel video, Sound, 05:0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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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영상 정선영 조유진

'시민영상'전(展)은 일반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 공모를 

통해 개최되는 전시로 1분 이내의 

자유주제로 일상적인 삶을 찍은 동영상, 

UCC, 애니메이션, 생활 영상수기 등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영상작품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상시 공모로 

접수 받은 이번 전시에는 최종 2명의 

시민작가가 선정되었습니다.

우울함을 창조적 에너지로 활용하자.   
Melancholy -> Creative transformation.
창작과정을 애니메이션 형식을 만들어 보았다.

정선영  JUNG Sunyoung

목각인형 만들기 
Making Wooden doll Animation
Video, Sound, 01:00, 2019

조유진  JO Yujin 태풍이 오기 전 날 시골에서 강아지를 산책시키며 마주한 
풍경들을 기록하다. 

바람 부는 시골 풍경 
Video, Sound, 01:1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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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리케이션 소개
서울로미디어캔버스 전시 감상을 도와줄 <서울로미디어캔버스>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세요.
미디어아트 및 영상 작품을 완벽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01.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방법
 앱스토어/구글 플레이스토어 접속>    
 서울로미디어캔버스 검색>다운로드
 QR코드>앱스토어/구글 플레이스토어 접속>다운로드

02.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후 기능소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작품 감상과 함께
 직접 서울로미디어캔버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을 경험해보세요.

전시 사운드
전시 카테고리에서 각 작품들의 상세소개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사운드와 함께 작품을 관람하세요.

환경보호 캠페인(동물의 숲)
서울로미디어캔버스 동물의 숲. 동물 친구들에게 환경보호   
문자를 선물해주세요.

환경보호 캠페인(한강물결 살리기)
서울로미디어캔버스 한강물결 살리기. 환경보호 문자로 한강 속 쓰레기를 
지워주세요.

로맨틱캔버스

잊지못할 이벤트를 만들어 보세요. 기념일, 우정, 사랑을 전하는
로맨틱 캔버스를 통해 감동을 선물하세요.

서울로미디어캔버스 
QR코드를 통해 빠르게 
모바일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오시는 길
중림, 만리동방면 진입(서울로 종점부에서 진입)

지하철

충정로역(2,5호선) 5번 출구에서 약 500m 이동

버스

손기정체육공원입구(02-102)
손기정체육공원입구(03-228)
간선 : 173, 261, 463, 604, N16
마을버스 : 용산04

서울역파출소

문화역 서울284

서울역 2

더퍼스트빌라
티엠타운 우리은행

서울로 7017

공
공

미
술

작
품

 윤
슬

편하게 올라오시는 방법
엘리베이터 1호기 이용
우리은행 중림동 지점 앞 만리동광장, 쉼터 방면

참고하세요

서울로 7017 홈페이지에서 상세확인 가능합니다.
서울로 5번 출입구 쪽으로 이동하시면
우리은행 중림동 지점에 설치된 미디어캔버스 전시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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